목장성경공부 교안(학생용)
12/15/2017

부모와 자녀 (엡 6:1-4)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요즘에 듣게되는 말인것만은 아닙니다. BC 1700 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4000 년 전에 만들어진 수메르 점토판을 보시면,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아 의욕도 없고, 숙제를 안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BC 300 년경 그리스 아테네
유적에서도 그리고 BC 200 년경 중국 한비자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BC
425 년경"요즘 아이들은 폭군과도 같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게걸스럽게 먹으며 스승을 괴롭힌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떤

부모와 자녀:
-

주안에서

-

순종과 공경

-

노여움 제거

-

훈련과 훈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 세대는 자녀세대를 향해서 불만이 많고,
자녀들은 또한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memo]
1. 에베소서 전장(6 장)에 표현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는 표현을 찾아 보세요. 에베소서 전장(6 장) 전체에서 몇번이나
표현되고 있을까요?
-

짧은 6 장에 이런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아들 안에서” 라는 표현이 에베소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2.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모님을 (
-

순종(Obey)의 뜻은 무엇일까요?

-

공경(Honor)의 뜻은 무엇일까요?

-

너희 (
(

)를 (
)에서 (

) 하고 (

) 하는 것입니다.

)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
) 살 것이다. (출 20:12, 새번역)

3. 아비들은 자녀들을 (

)하지 말고, 주의 (

-

주의 ‘파이데이아’(παιδείᾳ), 훈련은 무슨 의미인가?

-

주의 ‘누떼시아’(νουθεσίᾳ), 훈계는 무슨 의미인가?

)과 (

)이 너희에게

)로 양육해야 합니다.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12/15/2017

부모와 자녀 (엡 6:1-4)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요즘에 듣게되는 말인것만은 아닙니다. BC 1700 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4000 년 전에 만들어진 수메르 점토판을 보시면,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아 의욕도 없고, 숙제를 안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BC 300 년경 그리스 아테네
유적에서도 그리고 BC 200 년경 중국 한비자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BC
425 년경"요즘 아이들은 폭군과도 같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들고,
게걸스럽게 먹으며 스승을 괴롭힌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떤

부모와 자녀:
-

주안에서

-

순종과 공경

-

노여움 제거

-

훈련과 훈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 세대는 자녀세대를 향해서 불만이 많고,
자녀들은 또한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에베소서 전장(6 장)에 표현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라는 표현을 찾아 보세요. 에베소서 6 장 전체에서 몇번이나 표현되고
있을까요?  32 번-40 번 정도 나옵니다(번역본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주
안에서는 13 번, 그리스도 안에서 16 번, 그 안에서 1 번, 그리고 다른표현들 등을
합해서 32-40 회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정답입니다).
-

짧은 6 장에 이런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조하기 위함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아들 안에서” 라는 표현이 에베소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데미로부터 얻었던 풍요와 감사가 참된 것이 이나라, 예수님 안에서 얻는
풍요와 감사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

2.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모님을 (순종) 하고 (공경) 하는 것입니다.
-

순종(Obey)의 뜻은 무엇일까요?  동영상강의 참조

-

공경(Honor)의 뜻은 무엇일까요?  동영상강의 참조

-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출 20:12, 새번역)

3.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하지 말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

주의 ‘파이데이아’(παιδείᾳ), 훈련은 무슨 의미인가?  동영상강의 참조

-

주의 ‘누떼시아’(νουθεσίᾳ), 훈계는 무슨 의미인가?  동영상강의 참조

[memo]

